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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공공도서 은 공공성을 기본 이념으로 디지털환경 안

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 가능하도록 변화하

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문화체육 부에서는 공공

도서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을 통하여 디지털자료

용공간을 확 시켜 의무조성 하 으며, 디지털자료실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다양한

미디어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 공공도서 은 산을 투입하여 지속 으로 늘어나는

장서를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자료실을 여 히 PC

주의 컴퓨터실 기능에 치우쳐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극 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이다. 즉, 디지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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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실의 차별화된 공간디자인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부족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은 단순히 PC이용이라는 기능

인 측면으로만 디지털자료실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계획요소들을 공공도서 디지털자료실 실내디자인

특성의 분석틀로 사용함으로서 보다 면 한 사례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 본 연구는 추후 제시될 공공도

서 디지털자료실 공간계획을 한 세부 모형구축을

한 단계 연구에 해당되며 기존 시설의 실내디자인 개

선방향 특성화된 공간개발을 한 기 자료로서 기틀

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 방법 범

(1) 연구 방법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 디지털자료실의 실

내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기 해서 웹 서베이 방식으로

이용자 150명에게 공간계획요소 항목에 하여 요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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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한 도출된 공간계획요소는

SPSS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함으로서 실내

디자인 특성분석을 한 틀을 마련한다.

(2) 연구 범

디지털자료실이 공공도서 내에 본격 으로 확 되어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문화체육 부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한「도서 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에

따른 공공도서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에 의해서이다.

구축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03년까지 진행되었

으며 공립 공공도서 375개에 디지털자료실 조성을 완

료하 다. 문화체육 부에서는 재 운 이거나 건

립 인 국 800개 공공도서 가운데 건축 , 운

리 측면에서 참고할만한 도서 25곳을 2012년에 건축

우수 공공도서 으로 선정하 으며, 본 연구의 조사 상

은 사례조사 조가 가능한 서울지역 6곳, 경기지역 7곳

으로 시간 범 는 1997년부터 비교 최근에 완공된

2014년까지로 한정하도록 한다.

조사 상은 총 13곳이며 <표 1>과 같다.

구분 행정구역 치 도서 명 개 년도
연면

(㎡)

규모

(층)

A도서 진구
진구

능동로

곡문화체육

센터도서
2008 2,032 지하1-4층

B도서 노원구
노원구

노원로

노원정보

도서
2006 4,118 지하1-4층

C도서 동 문구
동 문구

회기로

동 문구

정보화도서
2006 3,094 지하2-4층

D도서 서 문구
서 문구

독립문공원길

이진아기념

도서
2005 2,765 지하1-4층

E도서 성북구
성북구

아리랑로

아리랑정보

도서
2004 2,018 지하1-3층

F도서 은평구
은평구

통일로

은평구립

도서
2001 5,060 지하1-4층

G도서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
통진도서 2009 4,080 지하1-3층

H도서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로
보라도서 2012 4,316 지하1-2층

I도서 의왕시
의왕시

골무물길

의왕시 앙

도서
2007 7,268 지하1-4층

J도서 이천시
이천시

설 로

이천시립

도서
1997 3,296 지하1-3층

K도서 주시
주시

숲속노을로
교하도서 2008 8,534 지하1-3층

L도서 오산시
오산시

운암로

오산시

앙도서
2008 6,421 지하1-4층

M도서 오산시
오산시

세마역로

꿈두

도서
2014 5,277 지하1-2층

<표 1> 본 연구의 조사 상 공공도서

2. 공공도서 디지털환경의 이해

2.1. 인포메이션 커먼스(IC)의 발

(1) 국립디지털도서 에서의 IC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환경이 구축된 공공도서 의 모

형설계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은 국립 앙도서 에서

계획한 국립디지털도서 의 IC모형이다. 향후 각 지자체

의 공공도서 설립 시 이를 참조하여 자체 으로 공공

도서 의 성격에 부합되는 공간모형을 설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1) 국립디지털도서 은 IC에 하

여 이용자들의 새로운 정보욕구 충족을 한 물리

공간, 시설, 서비스 략 등이 집 화된 고도의 통합

도서 서비스 모델이라고 제시하 다.

<그림 1> 국립디지털도서 의 인포메이션 커먼스(IC) 개념도2)

국립디지털도서 의 IC공간구축 략의 기본원칙은 “

구에게나 열린 정보제공의 실 ”으로서 경계가 없는 개

방된 공간, 정보의 세 격차가 없는 공간, 장애·비장애의

구분이 없는 공간 등 3무(無)공간을 실 하는 것이다.

(2) 디지털시스템 도입

과거부터 지 까지의 컴퓨 기술은 기계 심으로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배워서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컴퓨터의 발 황을 살펴보면 메인

임 심의 앙집 형 컴퓨 환경(1:N)에서 소형화,

가화 과정을 거쳐 1인 1PC의 시 (1:1)로 진화하 고,

재 Post PC3)시 에 어들면서 유비쿼터스 컴퓨 의

개념이 더욱 강화되었다.4)

구분 내용

Connected devices 모든 컴퓨터는 연결되어야 한다.

Invisible 이용자 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Computing everywhere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Calm technology
실세계의 사물과 환경 속으로 스며들어 일상생

활에 통합되어져야 한다.

<표 2> 유비쿼터스 컴퓨 의 조건

2.2. 공공도서 공간시설 황

(1) 디지털자료실 구축

문화체육 부에서는 디지털자료 용공간 조성을 구

체화하기 하여 「공공도서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

1) 이상복 외, 공공도서 인포메이션커먼스 용기본구상, 한국비블

리아학회지, 제20권, 2호, 2009, p.92

2) 국립디지털도서 비기획단, 디 러리 이용자 공간 구축, 국립

앙도서 , 2007, p.14

3) 시간과 장소에 제한 받지 않고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휴 성과 편의성을 함께 갖춘 PC의 차세 새로운 제품군을 말한

다. 재 개인 휴 정보 단말기(PDA), 테블릿 PC, 인터넷TV, 스

마트 폰 등의 차세 정보기기들을 통해 특화된 업무처리가 가능

해졌으며 가상 실(VR) 증강 실(AR) 디바이스의 출 으로 가

상공간 구 이 가능해지고 있다.

4) 송인조,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지능형 공간구조를 갖는 공공도서

에 한 연구, 경기 박사논문, 2009, pp.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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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 고 여러 기 과의 력을 통해 공립 공공도

서 375개 내에 디지털자료실을 조성하 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2004년 서울시에서 시행한 이용자의 공

공도서 의 열람실별 만족도조사에서는 일반자료열람실

과 아동자료열람실에 비하여 새로 생긴 디지털열람실에

한 만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도서 이용자들이

정보화에 의한 공공도서 의변화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에 한 기 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5)

(2) 디지털자료실 공간구성

문화체육 부에서 수립한 도서 설립·운 략 매

뉴얼에 따르면 디지털자료실은 정보검색, A/V열람, 문서

작업 등의 기능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고 있으며 A/V열

람의 경우에는 낮은 티션 는 칸막이가 있는 좌석으

로 분리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6) 한, 각종 멀티미

디어 서가와 PC검색 의자, 소 , 안내데스크 등이

기본 으로 구비해야 할 가구로써 제시되어 있을 뿐 구

체 인 공간디자인 요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분 내용

서가
미디어서가 7단 양면형, 멀티미디어 캐비넷, 멀티미디어 슬라이딩

캐비넷

검색
PC검색 (직선형, 원형/반원형, 십자형, 오 형), 입식PC검색 , AV

검색 (직선형, 원형/반원형, 십자형)

의자 PC검색 의자, AV검색 의자, 안내데스크 의자

기타 안내데스크, 소 1인, 소 3인

<표 3> 디지털자료실 가구계획

3. 디지털자료실 공간분석 도구

디지털자료실 공간분석 도구개발을 하여 국내·외 도

서 련 평가지표 시설기 과 도서 공간계획요소

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공공도서 의 디지털자료실

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되어지는 공간계획요소를

추출하 으며7) 추출된 공간계획요소에 하여 요도평

가, 요인분석을 진행하 다.

3.1. 요도평가

요도평가는 웹 서베이 방식으로 공공도서 디지털

자료실 이용자 150명 상으로 설문조사하 으며, 공공

도서 디지털 공간계획 시 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하여 5 척도(5: 매우 요하다, 4: 요하다 3:보통이

다, 2: 요하지 않다, 1:매우 요하지 않다)로 기입하도

록 하 다. 요도평가를 통해 평균값이 3.0이상 나온 요

소 총 27개를 디지털자료실 공간계획요소로 선정하 다.8)

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공공도서 발 방향에 한 연구, 2004,

p.98

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op. cit., 2004, p.61

7) 임은 , 정보화역량을 고려한 공공도서 디지털자료실 공간계획, 한

양 박사논문, 2017, pp.42-56, 총 50개의 공간계획요소가 도출됨.

공간계획요소 항목

요소1 도서 형태 요소15 무인 출반납시스템

요소2 디지털공간의 수직 치 요소16 가구형태

요소3 자료실간의 연계성 요소17 가구디자인

요소4 디지털공간의 면 요소18 창문 빛 조 시설

요소5 디지털공간의 평면형태 요소19 실내공기질(통풍, 환기시설)

요소6 디지털열람석의 면 요소20 실내자연요소(화분, 식재)

요소7 디지털열람석의 치 요소21 테라스, 선큰가든

요소8 디지털자료의 면 요소22 가구 색채

요소9 디지털자료의 치 요소23 가구 재질

요소10 개인활동 공간비율 요소24 바닥/벽의 색채

요소11 그룹활동 공간비율 요소25 바닥/벽의 마감재

요소12 복사/ 린트/스캔 등 디지털공간 요소26 실의 시인성(시각매체)

요소13 스마트폰, 테블릿pc 공간 요소27 건축고정요소

요소14 치정보시스템(Smart Kiosk)

<표 4> 요도평가를 통한 디지털자료실 공간계획요소

3.2. 요인분석

3.1에서 추출된 27개의 디지털자료실 공간계획요소들

에 하여 SPSS WIN ver 18.0을 사용하여 오블리민

(Oblimin) 사각회 에 의한 반복회 을 실시하 다. 그

결과 KMO값이 .5보다 크고 Bartlett의 p(유의확률)값이

.05보다 작기 때문에 27개의 요소들은 요인분석을 실시

하는 것이 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을 통해 디지털자료실 공간계획요소들을 4개

의 요인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으며9), 건물배치 평면

8) 임은 외, 요도평가를 통한 공공도서 디지털공간계획요소 개

발, 디자인융복합연구, 15권, 3호, 2016.6, pp.140-145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소5 .605 .004 .009 .044

요소6 .604 -.055 .013 .130

요소1 .522 -.036 .166 -.011

요소4 .420 -.338 -.099 .000

요소2 .392 .195 -.061 .177

요소9 .305 -.155 -.047 -.023

요소7 .227 .119 -.192 .213

요소8 .166 .034 .009 .058

요소16 .003 .551 -.067 .105

요소23 -.238 .503 .075 .025

요소24 .151 .443 -.218 .257

요소18 -.044 .400 -.323 -.094

요소22 -.069 .384 .095 -.211

요소17 -.180 .373 -.270 -.129

요소25 -.086 .320 -.039 -.219

요소11 .169 -.038 .587 .002

요소26 .249 -.001 .477 -.179

요소10 .080 .271 .474 .281

요소27 .093 .110 .383 .081

요소3 -.222 .165 .382 .172

요소20 .125 .305 .341 .095

요소21 -.284 .072 .296 -.286

요소19 .077 .174 .048 .706

요소14 .143 -.254 .026 .500

요소13 .164 .061 .057 .372

요소15 .002 -.039 .007 .300

요소12 -.035 .118 .055 .265

고유값 2.001 1.796 1.649 1.523

KMO(Kaiser-Meyer-Olkin) .758

Bartlett 구형성 검증

(Bartlett’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363.519

df(p) 351(.001)

<표 5> 디지털자료실 공간계획요소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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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면 등을 다루고 있는 계획 요인을 제외한 디

자인 요인, 심리 요인, 기술 요인을 본 연구의 실

내디자인 공간분석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3.3. 요인별 개념설정

본 연구의 공간분석 도구인 디자인 요인, 심리 요

인, 기술 요인에 한 개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디자인 요인은 이용자에게 가시 으로 보여지는 형

태, 색채, 재질감을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공간 체의 이

미지에도 향을 주기 때문에 세 한 계획이 요구되어지

며 특히 가구형태는 디지털공간의 특성상 인체공학 인

디자인이 디지털열람석에 반 되어져야 한다. 한, 가

구, 벽, 바닥의 색채는 주로 PC 미디어시설의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게 되는 이용자들에게 자극이 없고 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타 자료실과는 차별화

된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집 도와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심리 요인은 디지털자료실을 이용하면서 느낄 수 있

는 이용자의 인지 특징과 연 된 요소들을 의미하며

이용자들의 감성과 만족감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디

지털기기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은 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서 보다 다양한 행 를 수용할 수 있는 디지털공간을 요

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공간 내에서 자연스럽게 연계되도

록 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기술 요인은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이용자

들의 학습 여가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인 시설로서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제공해주며 다양한 형

태의 정보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공도서 내에 설

치되어 있는 진보된 시스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

여 디지털자료실 내에서 자료열람 시 불편함이 없어야

9) 임은 , op. cit., 2017, pp.60-66

하며, 디지털화된 기기들은 이용자 심에서 편리하게

구비되어져야 한다.

총 3개의 요인들의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와 한

요소들을 그룹핑하여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구분 개념 분석 요소

디자인 요인
이용자에게 가시 으로 보여지는 형태,

색채, 재질감을 나타내는 요인

가구디자인

실내색채

심리 요인
이용자의 공간 인지력과 시인성을

나타내는 요인

공공안내사인

건축고정요소

기술 요인
다양한 형태의 정보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요인

안내데스크 공간

디지털서비스 공간

<표 7> 본 연구에서의 공간분석 도구 개념 분석요소

4. 디지털자료실 공간분석

4.1. 디자인 특성

(1) 가구디자인

디지털자료실의 가구는 크게 디지털열람석과 디지털자

료 서가, 휴식용 가구로 구분되며 디지털열람석은 데스

크탑이 마련되어 있는 PC석 개인 휴 용 PC를 이용

할 수 있는 노트북석, 그룹으로 열람이 가능한 DVD석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자료실은 타 단 자료실에 비해

이용목 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성격이

다양하지만 조사 상 공공도서 의 경우 디지털자료실에

서 이용되고 있는 가구는 다소 한정 이거나 일률 인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PC석과 노트북석의 열람좌

석을 포함한 워크스테이션환경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으며 부스형이나 룸형으로 계획된 DVD석의 경우에만

특화된 형태 색채의 가구디자인이 용되고 있었다.

구분 공간계획요소 공간분석 요인

요인1

요소16 가구형태

디자인 요인

요소23 가구재질

요소24 바닥/벽의 색채

요소18 창문 빛 조 시설

요소22 가구색채

요소17 가구디자인

요소25 바닥/벽의 마감재

요인2

요소11 그룹활동 공간비율

심리 요인

요소26 실의 시인성(시각매체)

요소10 개인활동 공간비율

요소27 건축고정요소

요소3 자료실간의 연계성

요소20 실내자연요소(화분, 식재)

요소21 테라스, 선큰가든

요인3

요소19 실내공기질(통풍, 환기시설)

기술 요인

요소14 치정보시스템(Smart Kiosk)

요소15 무인 출반납시스템

요소12 복사/ 린트/스캔 등 디지털공간

요소13 스마트폰, 테블릿pc 공간

<표 6> 디지털자료실 요인분석의 종합

구분 가구 이미지

디지털

열람석

PC석

� 책상 상 의 경우 MDF 소재를 이용하거나 상 을 코 처리

하여 내구성을 높 으나 재료의 자연스러운 질감표 은상실됨

� 책상 상부면 은 데스크탑과 키보드, 유선마우스 3가지

조합이 놓일 수 있을 정도이며 개인 소지품 다른 작

업을 병행하기 한 여유공간은 부족함

� 의자에서 내무재질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부분 무 의

스테인리스와 패 릭이 혼합된 디자인이 용됨

노트북석

� 책상 상부에는 노트북 이용에 필요한 콘센트 랜선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시스템가구의 경우에는 상단에

장비를 매입시켜 간결한 작업환경을 연출함

� 창가를 바라볼 수 있는 bar형태의 일렬형 책상을 사용하

거나 스툴의자가 계획되어 있음

� 재질과 색채에 있어서는 PC석 일반열람석과 크게 다

르지 않아 용도의 구분이 어려움

DVD석

<표 8> 디지털자료실 가구종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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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색채

디지털자료실의 실내색채를 결정짓는 표 인 실내디

자인요소에는 바닥, 벽, 천장, 가구가 있으며 이들의 색

상과 명도, 채도를 분석하여 실내색채 배색에 따른 효과

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색채분석방법으로는 1차 으로 조사 상 디지털자료실

의 표이미지를 선정한 후 Photoshop CS 로그램으로

모자이크 처리하여 복되는 색채를 제외한 뒤 바닥, 벽,

천장, 가구에 사용된 색채를 추출하 다. 1차 분석으로

선정된 색채의 RGB값을 Munsell Conversion Program

에 입력하여 색상, 명도, 채도에 해당하는 수치를 측정하

으며 최종 으로 색채의 배색 계를 분석하 다.

4.2. 심리 특성

(1) 공공안내사인

디지털자료실의 표 인 공공안내사인으로는 자료실

출입구에 실별 명칭을 표기한 기명사인(Identificational

� DVD 이어 VCR, 상 모니터, 헤드폰 등의 장비

가 구비되어 있으며 1인석 는 2~3인 이용 가능한 그

룹석으로 디자인되어 있음

� 1인석은 타 열람석과 구비 장비 이외에 가구디자인의

차별성은 나타나지 않음

� 그룹석은 소 형태로서 일자형 는 라운드형으로 계획

되어 있으며 PVC나 패 릭 등의 재질이 용됨

기타 � 어학 성방송 등을 시청하기 한 용좌석은 부

분 칸막이 설치가 되어있었으며 무채색계열의 색채가

용됨

� 음악청취를 한 CD 이어 헤드폰은 벽에 부착되

는 방식이었으며 별도 테이블 의자는 부족함

디지털자료 서가 � 부분 DVD자료나 CD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자료의 특

성상 부분만 이동시켜 사용 가능한 슬라이딩 형태의 가

동식 이동서가를 용함

� 일부 낮은 서가도 함께 배치하고 있으며 화이트톤으로

채색하거나 우드질감으로 마감함

휴식용

가구

� 소 벤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팔걸이를 설치하

여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한 사례도 나타남

� 등받이가 없거나 등받이 각도가 수직으로 되어 있어 장

시간 이용 시 착석감이 떨어질 수 있음

� 비교 채도가 높은 색채가 용되고 있었으며 다양한

질감의 패 릭과 인조가죽, PVC 등을 사용함

도서 실내 이미지 색채분석

A

� 색상

B, G, GR, YR, YG 1~9분포 → 조색상

� 명도

명도+ 명도+고명도 → 조명도

� 채도

채도+ 채도 →유사채도

B
  

� 색상

G, GY, YR, 5~10분포 → 간 차 색상

� 명도

명도+ 명도+고명도 → 조명도

� 채도

채도+고채도 → 조채도

<표 9> 디지털자료실 실내색채분석

C

  

� 색상

G, GY, YR, PB 1~9분포 → 조색상

� 명도

명도+ 명도+고명도 → 조명도

� 채도

채도+ 채도 →유사채도

D
  

� 색상

Y, GY 2~6분포 → 간 차 색상

� 명도

명도+ 명도 →유사명도

� 채도

채도+ 채도 →유사채도

E
  

� 색상

G, GY, Y 1~10분포 → 조색상

� 명도

명도+고명도 →유사명도

� 채도

채도+ 채도 →유사채도

F
  

� 색상

GY, Y 1~9분포 → 조색상

� 명도

명도+고명도 → 조명도

� 채도

채도+ 채도 →유사채도

G
  

� 색상

GY, Y, BG, R, PB 1~10분포→ 조색상

� 명도

명도+고명도 → 조명도

� 채도

채도+ 채도 →유사채도

H
  

� 색상

G, GY, PB 1~8분포 → 간 차 색상

� 명도

명도+ 명도 →유사명도

� 채도

채도+ 채도 →유사채도

I
  

� 색상

G, GY, YR, BG 3~8분포→ 간 차 색상

� 명도

명도+고명도 → 조명도

� 채도

채도+고채도 → 조채도

J
  

� 색상

GY, Y, PB 2~9분포 → 간 차 색상

� 명도

명도+고명도 → 조명도

� 채도

채도+고채도 → 조채도

K
  

� 색상

GY, Y, YR, BG 3~6분포 →유사색상

� 명도

명도+고명도 → 조명도

� 채도

채도+ 채도 →유사채도

L
  

� 색상

G, GY, Y 1~9분포 → 조색상

� 명도

명도+고명도 → 조명도

� 채도

채도+ 채도 →유사채도

M
  

� 색상

G, GY, Y, PB 1~7분포 → 간 차 색상

� 명도

명도+고명도 → 조명도

� 채도

채도+ 채도 →유사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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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10)과 자료실 내에 열람좌석 시설 치를 표기한

치사인이 조사되었다. 출입구 기명사인을 살펴보면

부분의 사례에서 디지털자료실 출입구 사드 상단에 설

치되어 있었으며 문자를 직 부착시킨 건물일체형과 별

도 사인물을 이용한 배 형으로 조사되었다. 반 으로

사인물의 시인성을 높이기 한 조명계획이나 특화된 디

자인이 용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디지털자료실을 쉽

게 인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 타 자료실과 출

입구 기명사인을 함께 쓰는 경우 이용자의 가독성에도

향을 수 있기 때문에 I도서 은 해당 공간에 합한

픽토그램을 각각 용하고 있었으며, L도서 은 디지털자

료실로 분리되는 공간에 특화된 형태 색채의 디자인이

용된 사인물을 설치하 다. J도서 의 경우 문자서체와

문자크기가 합하게 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탕색과

자색의 배색으로 인하여 가독성이 히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L도서 은 반사도가 심한 재질 에 문

자가 배치되어 시각 으로 불편함을 주고 있었다.

디지털자료실의 치를 정확하게 달하기 해서는

가독성과 명시성을 높일 수 있는 이아웃 서체, 색

채 등이 용되어야 하며, Lamp를 내장한 내조식 조명

방식 는 외조식 부분조명이 함께 계획되어져야 할 것

이다.

디지털자료실 내에서 열람좌석 시설물의 안내를 돕

는 치안내사인을 살펴보면 인터넷, 노트북, DVD, 문서

편집, 원문DB, 어학용 등으로 주로 열람좌석의 이용목

에 따라 구분하여 정보를 달하고 있었다. 부분 일

된 사인디자인이 용되고 있었으며 종이인쇄물을 코

하거나 라스틱 에 문자를 각인한 형태로서 사인

물의 크기 색채배색 등은 가독성이 좋지 않았다. 다

만, 그룹으로 DVD열람이 가능한 공간 역에는 타 열람

좌석에 비하여 차별화된 디자인이 용된 사례가 많았으

10) 특정 장소를 인지시키기 해 필요한 사인으로 건물이나 건물군의

이름 는 입구 간 의 역할을 하는 사인을 지칭함.

며 시인성이 좋은 픽토그램과 문자서체 등을 용하여

이용자들이 특정 공간 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

고 있었다.

<C도서 > <E도서 > <F도서 > <G도서 >

종이인쇄물 에

열람좌석번호와

규제사항을 함께

명시

열람좌석별

치를 천장에

행거형태로 설치

열람석 가구에

일 된 디자인의

치안내사인

부착

시인성이 좋은

색채 서체,

픽토그램을 용

<표 11> 디지털자료실 치안내사인의 특징

(2) 건축고정요소

디지털자료실 내에 건축고정요소에는 바닥과 벽, 기둥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의 패턴 재질에 변화를 주

거나 차별화된 디자인을 용함으로서 이용자들이 시지

각 으로 재 치와 방향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

조사 상을 살펴보면 디지털열람 역의 바닥은 모두

리액세스 로어(free access floor)11)로 마감되어 있어

산장비들을 쉽게 검 보수할 수 있도록 할 뿐 아

니라 이블이나 선 등이 바닥면으로 노출되지 않아

정돈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었다. 한, I도서 은 DVD

열람석을 별도로 공간구획하지 않은 신 LCD 모니터

주변 벽면을 어둡고 단조롭게 디자인하여 열람집 도를

높이고자 하 으며, 부스형이나 룸형으로 계획된 사례

한 안 쪽 벽면을 어둡게 하고 방음이 잘 될 수 있는

소재로 마감되어 있었다. 그 밖에 출입구나 진입로 공간

의 바닥재질을 다르게 계획함으로서 이용자의 공간 식별

성을 높이고 있었으며 디지털자료실 내에 고정된 기둥이

물리 으로 방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기둥을 심으로 가

구를 배치하거나 기둥에 차별화된 디자인을 용하여 시

각 환기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D도서 > <H도서 > <I도서 > <M도서 >

출입구와 열람

역의 바닥패턴

색채 비를

명확히 함

이용자의 주요

진입로에 색감이

뚜렷하고 소음이

은 바닥재를

용함

DVD열람좌석

이용자와 마주

하는 벽면을

주변보다 어둡게

계획함

다양한 재료의

질감을 극 화

하여 기둥상부와

하부에 각각 용

<표 12> 디지털자료실 건축고정요소의 특징

4.3. 기술 특성

(1) 안내데스크 공간

11) 콘크리트 슬래 와 바닥 마감 사이에 배선이나 배 을 하기 한

공간을 둔 2 바닥으로서 45-60㎝의 바닥 패 과 그것을 지지하

는 높이 조 가능한 상부 패 로 구성됨. 산실의 바닥에 리

쓰이고 있으며, 그 밖에 기실이나 방송 스튜디오 등에서 사용됨.

<G도서 > <I도서 > <J도서 > <L도서 >

� 설치방법:

건물일체형

� 이아웃:

가운데정렬

� 문자: 고딕체

� 색채:

바탕-흰색(유리)

문자-진회색

� 언어: 한

� 설치방법:

배 형

� 이아웃:

가운데정렬

� 문자: 울릉도체

� 색채:

바탕-흰색

문자-검은색

포인트색 사용

� 언어: 한

� 픽토그램 사용

� 설치방법:

건물일체형

� 이아웃:

가운데정렬

� 문자: 헤드라인

� 색채:

바탕-흰색

문자- 색

� 언어:

한 , 어

� 설치방법:

건물일체형

� 이아웃:

뒷 정렬

� 문자: 고딕체

� 색채:

� 바탕-검은색

(연회색+검은색

+하늘색

문자-은색

� 언어:

한 , 어

� 출입구 특화

디자인

<표 10> 디지털자료실 출입구 기명사인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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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데스크 공간은 이용자의 약 디지털자료 출

업무, 기타 안내서비스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크게 데스크, 디지털자료서가, 사서를

한 PC작업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분 출입구 주

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J도서 은 외

으로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다른 층에 치한

안내데스크를 통해 디지털자료 출 는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한, H도서 의 경우에는 일반자료실

과 함께 안내데스크를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자료실 이용

자들이 안내데스크 공간을 인지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할 경우 디지털자료실의 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 측면에서는 도서 에서 제공하

고 있는 디지털자료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데스크의 형태는 주로 문사서와 이용자가 면

할 수 있는 형태로서 타 자료실 안내데스크디자인과 크

게 다르지 않았으며 디지털자료에 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안내공간임을 나타내는 기명표지의 설치가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데스크 공간은 디지털자료실의 이용자 황과 도

서 에 구비되어 있는 디지털자료를 수용할 수 있는 규

모로 계획되어야 하며 열람석과 이용자의 주요 이용동선

에 가깝게 배치하여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안내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B도서 > <C도서 > <I도서 > <K도서 >

안내데스크 주변에

조명계획이

되어있지 않아

주목성이 떨어짐

카페테리아 형태의

디자인으로

간 조명기구를

통해 친근한

분 기를 조성함

이용자들의 편의를

하여 데스크를

나선형으로 계획

하고 서가 역에

강조색을 용함

다양한 이용자를

해 데스크의

높낮이를 다르게

계획하고

기명표지 에

매입등을 설치함

<표 13> 디지털자료실 안내데스크 공간의 특징

(2) 디지털서비스 공간

디지털서비스 공간은 디지털열람석 이외에 각종 디지

털기기를 활용하여 이용자 맞춤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

록 계획된 공간으로서 조사 상 디지털자료실에서 동일

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간은 무인 약코 로 조사되었다.

무인 약코 의 경우 B도서 에서는 디지털자료실 내에

설치했을 뿐 아니라 출입구 밖의 복도에도 설치하여 이

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었다. 도서 의 디지털자료

디지털열람석 약은 PC 외에 개인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

이며 다수의 도서 이 지역주민만을 상으로 약과

출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디지털서비스가 실 될 수 있는 물리 인 환경은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 PC 심의 디지털자

료실로 공간이 운 되고 있어 이용자들은 수동 으로 디

지털기기를 이용할 뿐 아니라 디지털 문사서를 통한

소 트웨어 인 서비스이용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B도서 > <B도서 > <H도서 > <I도서 >

직립 상태의

이용자 높이를

고려한 LCD모니터

작업환경

오래된 장비를

활용한 무인

약코 로

작업 의 시인성이

떨어짐

휠체어 이용자를

해 높낮이 조

등이 가능한

VDT환경

안내데스크와

연계된 치에

무인 약코 를

마련함

<표 14> 디지털자료실 무인 약코 의 특징

B, D, E, F도서 을 제외한 사례에서는 모두 복사

린트, 스캔 등의 디지털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

경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하

여 디지털자료실에서 구비하고 있는 장비의 규모는 부

분 복사기 1 , 린트 1 , 스캐 1 등에 그치고 있

으며 서울지역의 도서 에서는 소한 공간운용으로 장

비가 아 미설치되거나 다른 자료실을 통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한, 설치가 되어 있다하여도 문사서의 시야에 벗

어난 곳에 치하고 있어 기기에 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거나 열람좌석과 가까운 곳에 배치됨으로

인하여 디지털자료열람 이용자의 열람집 도를 하시키

는 등의 문제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성격

이 다른 디지털기기는 별도의 용코 를 계획하는 방안

을 마련하거나 디지털자료 열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

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도서 > <C도서 > <I도서 > <J도서 >

디지털자료실의

소한 공간

운용으로 기기가

출입구 바깥에

치함

디지털열람석과

마주하고 있어

타 이용자들에게

소음을 제공하거나

라이버시를

침해함

출입구 주변에

용코 를 마련

하여 열람좌석과

분리시키고 벽

마감재색을

차별화함

기기가 제 로

작동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으며

디지털열람석

사이사이에

배치되어 있어

자료열람을 방해함

<표 15> 디지털자료실 복사/ 린트/스캔코 의 특징

4.4. 소결

공공도서 디지털자료실의 디자인 특성, 심리 특

성, 기술 특성에 해 공간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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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디자인 특성 심리 특성 기술 특성

분석요소
가구디자인 공공안내사인 안내데스크 공간

실내색채 건축고정요소 디지털서비스 공간

공간분석

황

- 디지털열람좌석 보

유 황에만 치 한 가

구계획

- 바닥, 벽, 천장은

G, GY계열 색상으로

통일감을 주고 가구

색상에 Y, YR, PB 등

의 색상계열을 보조

색으로 용

- 반 으로 공공안

내사인 디자인의 시

인성이 결여됨

- 리 엑세스 로어

바닥마감 용 고

정된 기둥을 심으

로 가구배치가 이루

어짐

- 안내테스크 공간

디지털서비스 공

간의 치 규모는

다양한 디지털자료실

이용자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공간개선

방향

- 디지털자료실 자료

특성에 합한 가구

계획

- 디지털자료실의 공

간 역을 인지할 수

있는 색채배색 필요

- 이용자에게 디지털

자료실의 치를 정

확하게 달할 수 있

는 사인물 고정요

소디자인의 특화

- 이용자의 디지털자

료 기기 이용동선

을 고려한 공간구성

- 디지털서비스가 구

될 수 있는 물리

환경

<표 16> 디지털자료실 공간분석의 종합

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공공도서 실내디자인 공간분

석 시 요시 되어지는 공간계획요소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료실 디자인특성에 하여 공간분석 하 으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 디지털자료실 공간분석은 크게 디자

인 특성, 심리 특성, 기술 특성으로 구분된다. 디

자인 특성에는 가구디자인, 실내색채가 포함되며 심리

특성은 공공안내사인, 건축고정요소가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기술 특성에는 안내데스크 공간과 디지털서비

스 공간이 주요 디지털자료실 공간계획요소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자료실의 한정된 디지털기기의 수량으로

인하여 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시간 디지털기

기를 이용함으로서 신체 인 피로도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료실 내에 한 휴식용 가구의 배

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조사 상 공공도서 의 경우 한

정된 디지털자료실 면 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례에서 휴

식용 가구는 간과되고 있었으며 가구의 종류 형태

한 디지털자료실의 이미지를 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로써 다양한 이용자의 선호도를 바탕으

로 디지털자료실에 합한 가구디자인이 용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자료실의 실내색채는 반 으로 비되

는 배색 계를 통하여 디지털자료실의 공간 역에 한

인지성을 높이고 있는 사례도 나타난 반면 유사색상배

색, 간 차 색상배색, 유사명도, 유사채도와 같이 색상

명도, 채도의 수치 차이가 크지 않은 사례도 함께 조

사되었다. 이처럼 유사한 배색 계는 온화하고 안정 인

분 기를 연출하는 데 반하여 이용자가 형태나 공간의

깊이감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수 있다. 시약자

는 노약자에게 시각 으로 쾌 한 디지털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자료의 성격 각 공간 역에 합한 색채계획

이 용되어져야 하며 나아가 시각 으로 쾌 한 디지털

작업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자료실의 공공안내사인에는 시인성을 높

여 수 있는 조명계획이나 특화된 디자인 용이 부족

할 뿐 아니라 안내사인의 서체 배색, 이아웃 등이

합하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디지털자료실 이용자들이 시지각 으로 빠르게 치

를 악하고 편안한 분 기에서 디지털시설을 이용하기

해서는 표 화된 공공안내사인 디자인이 개발 용

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 바닥, 벽 등의 패턴 재질,

색채변화를 통한 시각 환기를 유도하여 이용자로 하여

안내사인 없이도 디지털자료실 내에서 공간 역을 명

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자료실에서 타 자료실과 차별화된 기술

서비스 도입은 재까지 미흡한 실정이며 안내데스크 공

간과 디지털서비스 공간을 통해 이용자들의 디지털시설

이용안내 자료 출, 약업무, 복사· 린트·스캔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공공도서 에서 다양

한 디지털서비스가 기술 으로 구 되기 해서는 PC의

획일화된 배치를 벗어나 디지털자료실 역을 보다 넓게

인지하여 최첨단시설이 용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

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

함이 없도록 디지털 문사서를 함께 배치하는 등의 차별

화된 실내디자인 계획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요도평가를 통해 도출된 공공도서 디지

털공간계획요소를 바탕으로 디지털자료실 디자인특성에

하여 공간분석 하 다. 연구결과 내용은 향후 디지털

자료실 이용자의 공간계획 선호도 요구도에 한 후

속연구에서 설문조사 세부항목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후속연구의 기틀을 마련함에 있어서 그 실효성이

있다. 나아가 변모하는 디지털사회에서 신 인 기술을

공공도서 에 구 시키는 방안과 모든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근성을 고려한 세부 공간모형 구축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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